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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ason when Magnolias are blooming on the Kyung Hee University
campus, we remember our Eternal Teacher MIWON - DR. YOUNG SEEK CHOUE.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and the Commemorative Events to be held in Irvine, California, USA this Fall.
We would high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attend and join us.

MIWON, the Founder of Kyung Hee University, a Peace Thinker, and a Peace
Activist, promoted the Living Well Movement, Bright Society Movement, and 
World Peace Movement since the 1950s, longing for all mankind to be free from
poverty and live in peace. In 1981, at the 36th UN General Assembly, MIWON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proclam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 September 21st” and greatly contributed to World Peace by infl uencing 
the end of the Cold War System that had been in existence since World War II.

However, 40 years later, there is war in Ukraine, the world rapidly reorganized into a new Cold War System, and 
the Axis of Peace is greatly shake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illumination of the Great Meaning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by the 157 UN Member States at the Suggestion 
of MIWON.

With the Purpose of continuously highlighting the Passion and Vision of MIWON, who devoted his life to 
Building a World Without War, and the Construction of a Peaceful and Prosperous Cultural Welfare for Mankind, 
the “MIWON PEACE PRIZE” is to be established. It will be awarded every two years to an individual or group 
who Worked for Mankind, Fought for Peace, and made Signifi cant Contributions to the Construction of a World 
Without War, and to the Peaceful and Prosperous Cultural Welfare of Mankind. The Award will include a Plaque 
Praising the Achievement and a Prize of USD $300,000 or more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fund’s interest 
income and investment income).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this Inaugural General Assembly of the MIWON 
PEACE PRIZE COMMITTEE and the Commemorative Gala and Events in the attached Invitation.

Very truly yours,

From Charter member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Dr. Tae Ryu Chung Dr. Kun Soo Lee Dr. Byung Mook Kim Dr. Myung Kwang Park Dr. Kwang Jae Lee

Dr. Bong Am Lee Mr. Se Duk Oh Dr. Kong Jo Yoo Mr. Indong Kim Dr. Ki Chae Koh

Dr. Sang Dong Park Dr. Hong Chul Yom Dr. Chung Suk Suh Mr. Sungjae Park Mr. Kichan Kim

Dr. Young Soo Ahn Mr. Jae Hwa Chung Dr. Bong Kwan Lee Mr. Sung Ho Kim Mr. Han Ho Yang

Dr. Seung Hee Yoo Mr. Byung Tae Cho Mr. Young Duk Jeon Mr. Hong Sun Yoon  Mr. Dong Hwan Cho

Ms. Soon Ja Lee Ms. Ok Ja Yoon Dr. Joo Hyung Kim Mr. Bae Han Kim Mr. Woong Ki Baek

Dr. Choon Sik Lim Mr. Dae In Kim Dr. Jin Kyung Park Dr. Jeong Woo Choi Dr. Seok Ho Choi

Ms. Young Ok Uhm Ms. Myung Bun Lim Mr. Jin Mo Kim Mr. Chong Wan Lee Mr. Doo Young Choi

Mr. Mann Shik Um Mr. Ki Hyung Kim Mr. Simon Sangmyung Lee Dr. Woo Sung Park  Ms. Chang Shin Park

Mr Min Whan Ahn Mr. Yoong Soo Lee Mr. Jung Han Lee Dr. Woo Kyoung Lee Mr. Do Seok Kim

Mr. Byung Sun Kim Mr. Dong Soo Kim Mr. Hyo Young Choi Mr. Sang Seok Noah Mr. Young Kil Kim

Dr. Byung Don Ahn Mr. Hee Gon Kim Mr. Byung Chan Moon

Word of Invitation

“Remembering MIWON - DR. YOUNG SEEK CHOUE”



경희대학교 캠퍼스에 목련 꽃이 피어나는 계절에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미원 

조영식 박사님을 추모하며 금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에서 열리는 미원평화상 제정과 기념행사에 귀하를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학원 설립자이시며 평화 사상가이시고 평화운동가셨던 미원 

조영식 박사님은 1950년대부터 잘살기운동,밝은사회운동, 세계평화운동을 펼

치시며 전 세계의 모든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하

시며 1981년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 9월 21일 (International 

Day of Peace - September 21st )” 이 제정되고 

선포되도록 큰 역할을 하시어 2차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냉전 체제의 종식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는 새로운 냉전체제로 신속히 재편되어 

평화의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제안으로 157개국 UN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로 채택된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 담긴 큰 의미의 재조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문화복리 건설을 위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미원 조영식 박사님의 열정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유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미원평화상 - MIWON PEACE PRIZE - 美源平和賞”을 제정하여 인류위해 일하고 

평화위해 싸우며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문화복리 건설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개인이

나 단체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1명씩 선발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는 상패와 USD $300,000 이상 

(기금의 이자 수익과 투자수익의 규모에 따라 변동)의 상금을 수여하는 

미원평화상위원회 (MIWON PEACE PRIZE COMMITTEE)의 창립 총회와 기념행사에 별첨과 같이 귀하를 

초청합니다.

미원평화상제정 발기위원 올림

정 태 류  이 건 수  김 병 묵  박 명 광  이 광 재  이 봉 암  오 세 덕
유 공 조  김 인 동  고 기 채  박 상 동  염 홍 철  서 청 석  박 성 재
김 기 찬  안 영 수  정 재 화  이 봉 관  김 성 호  양 한 호  유 승 희
조 병 태  전 영 덕  윤 홍 선  조 동 환  이 순 자  윤 옥 자  김 주 형
김 배 한  백 웅 기  임 춘 식  김 대 인  박 진 경  최 정 우  최 석 호
엄 영 옥  엄 만 식  임 명 분  김 진 모  이 종 완  최 두 영  김 기 형
이 상 명  박 우 성  박 창 신  안 민 환  이 융 수  이 정 한  이 우 경
김 도 석  김 병 선  김 동 수  최 효 영  노 상 석  김 영 길  안 병 돈
김 희 곤  문 병 찬

모시는 말씀

“미원 조영식 박사님을 추모하며”



INVITATION
PLEASE JOIN US IN ESTABLISHING 

“THE MIWON PEACE PRIZE”
AND 

THE COMMEMORATIVE EVENTS

DR. YOUNG SEEK CHOUE (MIWON) DEVOTED

HIS WHOLE LIFE TO WORLD PEACE

DR. YOUNG SEEK CHOUE

President-Emeritus of IAUP. 
We shall always remember 
DR. CHOUE for his great 
knowledge and untiring life-
long dedication and the PEACE 
MOVEMENT

<DR. YOUNG SEEK CHOUE>

“DR. YOUNG SEEK CHOUE
Has always been activist 

For World Peace
(Dr. Hazel Henderson)

”

“DR. YOUNG SEEK CHOUE
Was a genuine nominee
For Nobel Peace Prize

(Dr. Surya Nath Prasad)

”



초대합니다

“미원평화상 제정과 기념행사에 함께 해주세요”

미원 조영식 박사님께서는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조영식 박사님

IAUP 명예회장. 우리는 늘 조 박사님의 

탁월한 지식과 평생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평화운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원 조영식 박사>

“조영식 박사님은 항상
세계평화운동가이셨습니다

(헤이즐 헨더슨 박사)

”

“조영식 박사님은 진정한 
노벨평화상 후보이셨습니다
(수리야 나스 프라사드 박사)

”



MIWON’s Three Lifelong Dreams

The First Dream was achieve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Initiated by Dr. Young Seek Choue was unanimously adopted by 157 
countries at the 36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1. The United Nations invites all nations 
and people to honor a cessation of hostilities during the Day, and to otherwise commemorate the Day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on issues related to peace

The Second Dream was achieved

Building a PEACE HALL at Kyung Hee University Seoul Campus.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HALL 
on a Global Scale with 4,600 seats was completed in 1999 

The Third Dream,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is

Our Disciples Share to Achieve!



미원의 세가지 평생의 꿈

첫 번째 꿈은 이루셨습니다
1981년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157개국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성공시키셨습니다.
유엔은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이 날 만이라도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과 대중의 인식을 통해 이 날을 기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꿈도 이루셨습니다
1999년도에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4,600 석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평화의 전당을 건립하셨습니다.

세번째 꿈, 미원평화상 제정은

우리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몫입니다!



Commemorative Events, Expenses and
Special Donations (Tax Deductible)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Speech at 1981 IAUP

By DR. YOUNG SEEK CHOUE)

***Designated Hotel: Marriott Hotel (Irvine, CA USA) - $179/night

1. Inaugural Assembly of the MIWON PEACE PRIZE Committee

 Date: November 12, 2022, 10 am - 1:00 pm

 Place: Marriott Hotel (Irvine, CA USA)

2. Commemorative GALA Celebr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MIWON PEACE PRIZE

 Date: November 12, 2022, 4:00pm - 8:00 pm

 Place: Strawberry Farm Golf Club (Irvine CA, USA)

 ┌ General Participation Fee - $200 (per person)

 ┌ Silver Table - $3,000 (10 Guest Invitation Included) - Distinguished Guest

 ┌ Gold Table - $5,000 (10 Guest Invitation Included) - Founding Member

 ┌*Diamond Table - $10,000 (10 Guest Invitation Included) - Executive Founding Member

 ┌*Title Sponsor Table - $20,000 (10 Guest Invitation Included) - Executive Founding Memb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3. Commemorative GOLF TOURNAMENT Celebr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Date: November 13, 2022, 11:30 am - 5:00 pm
 Place: Strawberry Farm Golf Club (Irvine CA, USA

 ┌Green Fee, Lunch & Dinner - $150/person, Non-golfer Dinner - $50

 ┌LA City Tour - $100/person Universal Studio Tour - $185/person



기념행사, 경비 및 특별기부금(세금공제) 안내

평화는 승리보다
더욱 소중하다

(조영식 박사 1981 IAUP 총회 연설)

***지정 호텔 - 메리어트 호텔(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 ＄179 (1박당)

1.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총회

 날짜: 2022년 11월 12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메리어트 호텔(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2.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갈라

 날짜: 2022 년 11 월 12 일, 오후 4:00 - 오후 8:00

 장소: Strawberry Farm Golf Club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 일반 참가비 - $200 (1인)

 ┌ 실버 테이블 - $3,000 (10명 초대권 포함) - 귀빈석

 ┌ 골드 테이블 - $5,000 (10명 초대권 포함) -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 멤버

 ┌*다이아몬드 테이블 - $10,000 (10명 초대권 포함) -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 상임위원

 ┌*타이틀 스폰서 테이블 - $20,000(10명 초대권 포함) -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 상임위원

3.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골프대회

 날짜: 2022년 11월 13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장소: Strawberry Farm Golf Club(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 그린 피, 점심 및 저녁 식사 - $150/1 인,   비 골퍼 저녁식사 참가비 - $50/1 인

 ┌비 골퍼를 위한 LA 시티 관광 - $100/1 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광 - $185

미원 평화상 제정



 Option 2 - Western USA 4 Canyons + Las Vegas - 3 Nights 4 Days Bus Tour - $679/person

  Date : Nov. 14, 2022, 8:00 am Leaving LA

 Nov. 17, 2022, 6:00 pm Returning LA

Farewell!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at the First MIWON PEACE PRIZE 
Award Ceremony Scheduled in November 2023 at the PEACE HALL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Campus!

Your Itinerary
 Day 1 : Los Angeles(Long Beach) depart 5:00 PM
 Day 2 : Catalina Island arrive 7:30 AM - depart 4;30 PM
 Day 3 : Ensenada arrive 8:00 AM - depart 6:00 PM
 Day 4 : Fun Day At Sea
 Day 5 : Los Angeles (Long Beach)arrive 7:00 AM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4. Commemorative TOUR Celebr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Option 1 - Baja Mexico Cruise 4 Nights 5 Days

 ┒Ocean View - $509/person     *Balcony - $609/person

 Date: Nov. 14, 2022, 12:30 pm Boarding (Long Beach, CA)

 Nov 18, 2022, 7:00 am Returning (Long Beach, CA)

Magnolia

(A Korean Classical Song

Lyicist - DR. YOUNG SEEK SHOUE)

Oh, my love magnolia
You are my love, magnolia
Your white and pure figure
Is that of the beauty Spring 

Getting through the cold winter,
As a guide for Spring, you Magnolia

The forerunner of a new era and
The spirit of this nation, you are



 옵션 2 - 미국서부 4대 캐년 + 라스베가스 - 3 박 4 일 버스관광 - $679/person

 날짜: 2022 년 11 월 14 일 8:00 am LA 출발 - 11 월 17 일 6:00 pm LA 귀환

안녕! 
제 1 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에서 다시 만나요.
(2023년 11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예정)

여행 일정
 Day 1 : Los Angeles(Long Beach) 출발 5:00 PM
 Day 2 : Catalina Island 도착 7:30 AM - 출발 4;30 PM
 Day 3 : Ensenada 도착 8:00 AM - 출발 6:00 PM
 Day 4 : Fun Day At Sea
 Day 5 : Los Angeles (Long Beach)도착 7:00 AM

목련화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는

새시대의 선구자요 배달의 얼이 로다

4.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투어

 옵션 1 - 바하 멕시코 크루즈 4 박 5 일

 ┒오션뷰 - $509/인     *발코니 - $609/인

 날짜: 2022년 11월 14일, 12:30 pm 탑승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2022년 11월 18일, 7:00 am 귀환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미원 평화상 제정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Various Events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Name: Korea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nglis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anion Name: Korean _____________________ Englis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yung Hee University Admission (Start of Employment)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jor (Depar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pecial Memory / Relationship you had with Dr. Young Seek Choue: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would lik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and submit this 
application to attend the following Events marked with “ ＞ ”

 □Staying at the Designated Hotel -Marriott Hotel (Irvine, CA) from Nov. 11 - 14 (3 nights) - $179 per night

 □Attending the Charter Members Inaugural Assembly - Nov. 12, 10am - 1:00pm at Marriott Hotel

Attending the Commemorative Gala - Nov. 12, 4:00pm - 8:00pm

 □General Admission - $200 (per person) 

 □Silver Table - $3,000 (10 Admission Tickets Included) - Distinguished Guest Table

 □Gold Table - $5,000 (10 Admission Tickets Included) - Honored to be a Founding member of Miwon Peace Prize Committee 

 □Diamond Table - $10,000 (10 Admission Tickets Included) - Honored to be an Executive Founding Member 

 of the Miwon Peace Prize Committee 

 □Title Sponsor Table - $20,000 (10 Admission Tickets Included) - Honored to be an Executive Founding 

 Member of the Miwon Peace Prize Committee 

Attending the Commemorative Golf Tournament - Nov. 13, 11:00am - 5:00pm followed by dinner

 □Green Fees including Lunch & Dinner - $150 per person

 □Non-Golfer Dinner - $50 per person

 □Non-Golfer LA City Tour - $100 per person

 □Non-Golfer Universal Studio Tour - $185 per person

Attending the Commemorative Tour

Option 1 - Baja Mxico Cruise 4 Nights 5 Days - Nov. 14, 12:30 pm Boarding (Long Beach, CA) Nov 18,  

 7:00 am Returning (Long Beach, CA)

□Ocean View - $509/person □Balcony - $609/person □Suite - Arranged when requested

Option 2 - Western USA 4 Canyons + Las Vegas - 3 Nights 4 Days Bus Tour 

 Nov. 14, 8:00 am Leaving LA, Returning to LA Nov. 17, 6:00 pm 

□$679/person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ndly sign and Email to: mppc@miwonpeaceprize.org or message to 001-949-526-9334, and payment information will be sent to you) 



각종행사 참가 신청서

미원평화상 (MIWON PEACE PRIZE)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귀중

성명: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반자 성명: 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희대학교 입학 (재직시작) 년도:________________ 학과 (부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원 조영식 박사님 과의 특별한 인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본인은 미원평화상 제정에 뜻을 같이하며 창립행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참가하시기 원하는 모든 (   ) 속에 O 로 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지정호텔 11월 11일 - 14 일 (3박 4일) - Marriott Hotel (Irvine, CA USA) - $179/부부 1 박

1. 창립총회 참가 (   )

2. 기념 갈라 참가

 (   ) 일반 참가비 - $200 (1인)

 (   ) 실버 테이블 - $3,000 (10명 초대권 포함 - 귀빈석)

 (   ) 골드 테이블 - $5,000 (10명 초대권 포함) -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멤버

 *(   ) 다이아몬드 테이블 - $10,000 (10명 초대권 포함) -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 상임위원

 *(   ) 타이틀 스폰서 테이블 - $20,000(10명 초대권 포함) -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 상임위원

3. 기념 골프대회 참가

 (   ) 그린 피, 점심 및 저녁 식사 포함 - $150/1인 (   ) 비 골퍼 저녁식사 참가비 - $50/1인

 (   ) 비 골퍼 LA 시내 관광 - $100/1인 (   ) 비 골퍼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광 - $185/1인

4. 기념 관광 (첨부 관광 일정표)

	 • 옵션 1 - 바하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 (   ) 오션뷰 - $509/인 (   ) 발코니 - $609/인

	 • 옵션 2 - 미 서부 4 대캐년+라스베가스 3박 4일 (   ) - $679/1인 (30명이상 버스투어)

서명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란에 성명 또는 싸인을 기입하신 후 (Email): mppc@miwonpeaceprize.org 또는

카톡 949-526-9334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비와 기부금 납입 방법은 추후 개인별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plication For Charter Member of the MIWON PEACE PRIZE Committee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Name: Korea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nglis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anion Name: Korean _____________________ Englis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yung Hee University Admission (Start of Employment)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jor (Depar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pecial Memory / Relationship you had with Dr. Young Seek Choue: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would lik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MIWON PEACE PRIZE and submit this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Person or by Zoom Meeting as a Charter Member at the Charter 

Members Inaugural Assembly, Adoption of Charter, and the Election of Executive Committee 

Members to be held on November 12, 2022, in Irvine, California, USA.

I also would like to commit to serve as a Member of the MIWON PEACE PRIZE COMMITTEE 

for a term of two years (Renewable)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MIWON 

PEACE PRIZE Winner and in the Planning Process of the Awards Ceremony as well as to 

Perform Other Related Tasks.

In addition, I pledge to donate USD ($          ) for the Founding Fund of the MIWON PEACE 

PRIZE, and for all donations, a Tax Deductible Certificate is issued according to the US IRS 

501(C)(3) Regulation (or Korea Tax Authority Rules) and recorded in the Charter Member List.

I agree my Personal Profile will be published on the Charter Member list and permanently 

stor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miwonpeaceprize.org”.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ndly sign and Email to: mppc@miwonpeaceprize.org or message to 001-949-526-9334, and 

payment information will be sent to you. Please email your Personal Profile with Photos as soon 

as possible to mppc@miwonpeaceprize.org.)



미원평화상 위원회 창립회원 가입 신청서

미원평화상 (MIWON PEACE PRIZE) 창립 준비위원회 귀중

성명: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희대학교 입학 (재직시작) 년도:______________________ 학과 (부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원 조영식 박사님 과의 특별한 인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본인은 미원평화상 제정에 뜻을 같이하며 창립회원 (Charter Member)으로 참여하여

2022 년 11 월 12 일 미국 California 주 Irvine 시에서 거행될 “창립회원의 창립총회 (Charter

Members Inaugural Assembly), 헌장채택 (Adoption of Charter) 및 상임위원 (Executive

Committee Member) 선출”에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하고 앞으로 임기 2 년 (연임가능)의

“미원평화상 위원회 회원”으로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을 비롯하여 기타 제반 관련 업무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본 창립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미원평화상 창립 기금으로 미화 ($                     )의 기부금을 약정하며 모든 기부금은

미국 IRS 501(C)(3) 규정 (또는 한국의 소득공제 규정)에 의거 세금공제 (Tax Deductible)용

증서(Certificate)가 발행되고 창립회원 (Charter Member) 명부에 기록하여 인물소개

(Profile)와 함께 미원평화상 위원회 (MIWON PEACE PRIZE COMMITTEE)의 공식 홈페이지

(miwonpeaceprize.org)에 영구 보존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란에 성명 또는 싸인을 기입하신 후 (Email): mppc@miwonpeaceprize.org 로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약정하신 기부금 납입 방법은 추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원평화상 Website 에 올릴 사

진과 인물소개 (Profile)는 준비되시는 대로 (Email): mppc@miwonpeaceprize.org 로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는개선(凱旋) 보다 귀하다.
미래는 준비하는자의 것이다.

지도자중의 지도자가 되자
문화세계 창조에 앞장서며,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자!
- 미원 조영식 박사님 말씀 -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Prepare.

Become a Leader among Leaders.
Taking the Lead in Creating a Cultural World,

Let us Work for Humanity and Fight For Peace!
- By MIWON Dr. Young Seek Choue -


